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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목적 

본 문서는 “블록체인 기반 ITT 운송시스템 확산 사업” 중 정보조회서비스의 사용자 매

뉴얼이며, 구현된 시스템의 기능별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범위 

본 문서는 정보조회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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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 

2.1 정보조회서비스 구성 

정보조회서비스는 본선현황, 야드현황, 컨테이너, 전자문서, 비용정산, 코드조회 등 7개

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 주요 항목 별 세부항목으로 19개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2.2 정보조회서비스 주요 기능 

표 1 정보조회서비스 주요 기능 

주요 항목 세부항목 설명 비고 

본선현황 선석배정현황(목록) 선석배정현황 목록을 조회한다  

선석배정현황(그래프) 선석배정현황 그래프를 조회한다  

본선작업현황 본선작업현황을 조회한다  

양적화목록 양적화목록을 조회한다  

CLL 야드비교 CLL 야드비교 목록을 조회한다  

미반입목록 미반입목록을 조회한다  

과반입목록 과반입목록을 조회한다  

선적취소목록 선적취소목록을 조회한다  

야드현황 반출입물량조회 반출입물량을 조회한다  

반출입진행조회 반출입 진행 상황을 조회한다.  

경과보관현황 경과보관현황을 조회한다  

컨테이너정보 컨테이너정보 컨테이너정보를 조회한다  

Empty 컨테이너현황 Empty 컨테이너현황을 조회한다  

전자문서 Booking 조회 Booking 정보를 조회한다  

사전반출입조회 사전반출입 정보를 조회한다  

비용정산 비용정산 비용정산 정보를 조회한다  

거래명세서조회 거래명세서를 조회한다  



           블록체인 기반 ITT 운송시스템 확산 사업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3- 

코드조회 모선코드 모선코드를 조회한다  

터미널 담당자 

연락처 

터미널 담당자 연락처 터미널 담당자 연락처를 표시한다.  

Open API 신청 

현황 

Open API 신청 현황 Open API 신청 현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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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별 사용 방법 

3.1 메인 

표 2 메인 사용법 

화면명 대시보드 

화면 

설명 

터미널 별 혼잡도 및 선석현황, 공지사항, Empty 반출 가능 개수 및 컨테이너 조회 및 양

하 예상시간을 조회한다.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공통 포탈 이동 클릭 시 공통 포탈 메인 화면으로 이동 

2 로그인 클릭 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또는 로그아웃 

3 메뉴 정보조회서비스 메뉴 

4 페이지 탭 열어봤던 화면이 탭으로 추가되며 눌러서 메뉴 이동 

5 컨테이너 조회 컨테이너번호를 입력하여 컨테이너 정보 조회 

6 양하예정시간조회 컨테이너 번호를 입력하여 양하 예정시간 조회 

7 터미널 혼잡도 현황 터미널별 혼잡도 현황 조회, 양쪽 화살표 클릭 시 좌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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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석현황 터미널별 선석배정현황, 양쪽 화살표 클릭 시 좌우로 이동 

9 공지사항 터미널별 최근 공지사항, 클릭 시 터미널 공지사항 페이지 이동 

10 Empty 컨테이너 현황 터미널별 Empty 컨테이너 현황 

3.2  선적배정현황(T) 

표 3 선적배정현황(T) 사용법 

화면명 선석배정현황(T) 

화면 

설명 

선석배정현황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날짜검색 검색 일자 선택 후 조회 

2 인쇄버튼 조회된 결과 인쇄 

3 저장버튼 조회된 선석배정현황 엑셀 저장 

4 터미널 탭 탭을 선택하여 해당 터미널의 선석배정현황 목록 조회 

5 선석배정현황 목록 조회된 선석배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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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석배정현황(G) 

표 4 선석배정현황(G) 사용법  

화면명 선석배정현황(G) 

화면 

설명 

선석배정현황 그래프를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검색 일자 

2 검색버튼 검색버튼을 눌러 선석배정현황 그래프 조회 

3 터미널 탭 - 검색 기준일자 선석배정현황 확인이 필요한 터미널 선택 후 

조회 

- PNC / PNIT / HPNT / HJNC / BNMT / BNCT / BPT 

4 선적배정현황 그래프 - 선택된 터미널의 검색 기준일자 선석배정현황 

- 그래프 위 모선항차, 선사, 진행시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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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본선작업현황 

표 5 본선작업현황 사용법 

화면명 본선작업현황 

화면 

설명 

본선작업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검색 기준일자 입력 

(선택, 미입력 시 현재 일자 기준으로 화면 출력)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터미널 탭 - 검색 기준일자 본선작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터미널 선택 

- PNC / PNIT / HPNT / HJNC / BNMT / BNCT / BPT 

4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5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6 본선작업현황 선택된 터미널의 검색 기준일자 본선작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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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양적하목록 

표 6 양적하목록 사용법 

화면명 양적하목록 

화면 

설명 

양적하목록을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 (필수, 터미널 코드) 

- 모선/항차(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모선/항차/년도 검색창 출력) 

- 선사(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선사코드 

검색창 출력) 

- 컨테이너 번호(선택) 

- 구분(선택, 양하/적하)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양적하목록 검색 결과 양적하목록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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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LL 야드비교 

표 7 CLL 야드비교 사용법 

화면명 CLL 야드비교 

화면 

설명 

CLL 대조 야드현황 비교 결과를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 (필수, 터미널 코드) 

- 모선/항차(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모선/항차/년도 검색창 출력) 

- 선사(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선사코드 

검색창 출력) 

- 컨테이너 번호(선택)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CLL 야드비교 검색 결과 CLL 야드비교 검색 결과 화면 

3.7 미반입목록 

표 8 미반입목록 사용법 

화면 URL */ 

화면명 미반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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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미반입목록을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 (필수, 터미널 코드) 

- 모선/항차(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모선/항차/년도 검색창 출력) 

- 선사(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선사코드 

검색창 출력) 

- 컨테이너 번호(선택) 

- Sz/Tp(선택) 

- F/E(선택, F(ull)/E(mpty)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미반입 목록 검색 결과 미반입 목록 검색 결과 화면 

3.8 과반입목록 

표 9 과반입목록 사용법 

화면명 과반입목록 

화면 

설명 

과반입목록을 조회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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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 (필수, 터미널 코드) 

- 모선/항차(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모선/항차/년도 검색창 출력) 

- 선사(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선사코드 

검색창 출력) 

- 컨테이너 번호(선택) 

- Sz/Tp(선택) 

- F/E(선택, F(ull)/E(mpty)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과반입 목록 검색 결과 과반입 목록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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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선적취소목록 

표 10 선적취소목록 사용법 

화면명 선적취소목록 

화면 

설명 

선적취소목록을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 (필수, 터미널 코드) 

- 모선/항차(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모선/항차/년도 검색창 

출력) 

- 선사(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선사코드 검색창 출력) 

- 컨테이너 번호(선택) 

- Sz/Tp(선택) 

- F/E(선택, F(ull)/E(mpty)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선적취소목록 

검색 결과 

선적취소목록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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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반출입물량조회 

표 11 반출입물량조회 사용법 

화면명 반출입물량조회 

화면 

설명 

반출입물량을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 (필수, 터미널 코드) 

- 모선/항차(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모선/항차/년도 검색창 출력) 

- 선사(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선사코드 

검색창 출력) 

- 컨테이너 번호(선택) 

- 일자(선택, 달력 클릭 시 달력 출력) 

- F/E(선택, F(ull)/E(mpty) 

- Booking 번호(선택) 

- 구분(선택, 반입/반출)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반출입물량 검색 결과 반출입물량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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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반출입진행조회 

표 12 반출입진행조회 사용법 

화면명 반출입진행조회 

화면 

설명 

반출입진행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 (필수, 터미널 코드) 

- 일자(선택, 달력 클릭 시 달력 출력) 

- 차량번호(선택) 

- 컨테이너 번호(필수)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반출입진행정보 검색 결과 반출입진행정보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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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경과보관현황 

표 13 경과보관현황 사용법 

화면명 경과보관현황 

화면 

설명 

경과보관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 (필수, 터미널 코드) 

- 모선/항차(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모선/항차/년도 검색창 출력) 

- 선사(필수, 돋보기 클릭 시 팝업으로 선사코드 

검색창 출력) 

- 컨테이너 번호(선택) 

- Sz/Tp(선택) 

- F/E(선택, F(ull)/E(mpty)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경과보관현황 검색 결과 경과보관현황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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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컨테이너정보 

표 14 컨테이너정보 사용법 

화면명 컨테이너정보 

화면 

설명 

컨테이너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컨테이너 번호(필수, 입력 시 전체 터미널 일괄 검색 

진행)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컨테이너 정보 조회 컨테이너 현황 정보 및 이력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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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mpty 컨테이너현황 

표 15 Empty 컨테이너현황 사용법 

화면명 Empty 컨테이너현황 

화면 

설명 

Empty 컨테이너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 (필수, 터미널 코드) 

- 선사(선택) 

2 검색버튼 검색버튼을 눌러 조회한다.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Empty 컨테이너 현황 테이블 선택된 터미널의 해당 일자의 Empty 컨테이너 현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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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Booking 조회 

표 16 Booking 조회 사용법 

화면명 Booking 정보 조회 

화면 

설명 

Booking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 (필수, 터미널 코드) 

- Booking 번호(필수)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Booking 정보 조회 결과 Booking 정보 조회 결과 화면 (6,7 번) 



           블록체인 기반 ITT 운송시스템 확산 사업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19- 

3.16 사전반출입조회 

표 17 사전반출입조회 사용법 

화면명 사전반출입조회 

화면 

설명 

사전반출입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필수, 터미널 코드) 

- 컨테이너 번호(필수) 

- 차량 번호(선택)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사전반출입정보 사전반출입정보 화면 

6 페이지 - 양 쪽 화살표를 통해 제일 처음 페이지와 제일 

마지막 페이지 이동 

- 현재 페이지는 파란색으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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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비용 정산 

표 18 비용 정산 사용법 

화면명 비용정산 

화면 

설명 

비용 정산 조회화면이다. 

비용 정산을 아래 검색조건 기준으로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하다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필수, 터미널 코드) 

- 컨테이너 번호(선택, 컨테이너 번호 혹은 B/L 번호중 반드시 

하나 이상 선택) 

- B/L 번호(선택, 컨테이너 번호 혹은 B/L 번호중 반드시 하나 

이상 선택) 

- 반출예정일시(필수, 미입력 시 현재 일시로 조회)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4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5 비용정산정보 비용정산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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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거래명세서 조회 

표 19 거래명세서 조회 사용법 

화면명 거래명세서 조회 

화면 

설명 

거래명세서를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터미널(필수, 터미널코드) 

- blNo(선택, B/L 번호 혹은 컨테이너 번호 중 반드시 하나 

이상 선택) 

- 컨테이너번호(선택, B/L 번호 혹은 컨테이너 번호 중 반드시 

하나 이상 선택) 

- Empty 재반입(선택)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거래명세서 정보 거래명세서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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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모선코드 조회 

표 20 모선코드 조회 사용법 

화면명 모선코드 조회 

화면 

설명 

모선코드를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검색 기준일자 입력 

(선택, 미입력 시 현재 일자 기준으로 화면 출력)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터미널 탭 - 검색 기준일자 모선코드 확인이 필요한 터미널 선택 

- PNC / PNIT / HPNT / HJNC / BNMT / BNCT / BPT 

4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5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6 모션코드 정보 모션코드 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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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터미널 담당자 연락처 

표 21 터미널 담당자 연락처 사용법 

화면명 터미널 담당자 연락처 

화면 

설명 

터미널 담당자 연락처를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검색 담당자 이름 입력 

(선택, 미입력 시 제일 왼쪽 탭 담당자 연락처 목록 출력)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터미널 탭 - 검색 기준일자 터미널 담당자 연락처 확인이 필요한 터미널 

선택 

- PNC / PNIT / HPNT / HJNC / BNMT / BNCT / BPT 

4 인쇄 버튼 검색 결과 인쇄 

5 저장 버튼 검색 결과 파일 저장 

6 터미널 담당자  

연락처 

터미널 담당자 연락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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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Open API 신청 현황 

표 22 Open API 신청 현황 사용법 

화면명 Open API 신청 현황 목록 

화면 

설명 

Open API 신청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UI Layout 

 

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검색조건 - 신청 터미널(선택, 터미널 코드) 

- 신청 API 입력(선택) 

2 검색 버튼 클릭 시 검색 

3 목록 탭 목록, 상세정보 탭 

4 신규등록 버튼 상세정보 탭으로 이동 

5 Open API 신청 현황 

목록 

Open API 신청 현황 목록 

3.22 Open API 신청 

표 23 Open API 신청 사용법 

화면명 Open API 신청 

화면 

설명 

Open API 를 신청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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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1 이용약관 Open API 사용 이용약관 

2 Open API 매뉴얼 다

운로드 버튼 

Open API 사용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버튼(.pdf) 

3 저장 버튼 Open API 신청 버튼 

4 Open API 신청 정보 - 신청 터미널: Open API 신청하고자 하는 터미널 

PNIT / PNC / HJNC / HPNT / BNCT / BNMT / BPT 

- 신청 API: 신청하고자 하는 Open API 

- 승인상태: 신청/승인/반려 

- 사용시스템(URL): Open API 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스템명 또는 

URL 주소 

 


